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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불꽃감지기란 불꽃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파장을 감지하는 

장치로, 화재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하여 인간이 인지 가능하

도록 신호를 발생한다.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는 불꽃과 

비슷한 파장대의 빛을 방사시키는 휴대용 조명 기구로, 불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충분히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불꽃감지기 성능 확인에 사용된다[1-4].

실제 화재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테스트램프는 높

은 광량의 빛을 평행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 빛을 제어하는 반사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정하는 것

이 어렵다는 단점으로 인해 제작 시 성능이 크게 떨어져 충

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광학계 내부

에 사용되는 반사경의 형상, 위치 및 제작 공차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거리 8000 mm, 조사영역 100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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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에도 오차 영향이 적은 소형 반사경으로 구체 형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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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m에 대하여 소형 반사경 알파 5° 틸트, Y-Z 축 5 mm 

디센터 시에도 최대 조도 650 lux 이상의 값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제작 시에도 오차 영향이 적

은 반사경 형상을 선별하였다. 

II. 본    론

2.1. 광 원 

본 논문에서는 335 lm (20 W), 발광면 사이즈 3.5 mm 

(H) × 0.8 mm (W)를 가지는 할로겐 램프를 광원으로 선정하

였다. 그림 1(a)와 같은 할로겐 램프는 백열전구의 한 종류

로, 유리구 속에 할로겐 물질을 주입하여 텅스텐의 증발을 

억제한 램프이다. 기존 백열전구와 같은 전력 소비로 더 밝

은 빛을 내면서도 수명이 길고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5]. 

할로겐 램프는 그림 1(b)와 같이 300~2400 nm의 넓은 파장

대를 가지는데, 이는 화재 발생시 감지되는 대부분의 파장 

대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의 광원으

로 적합하다.

2.2. 기존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

본 논문에서 제안된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는 휴대용 조

명 기구로, 실제 화재에 가까운 환경을 위해 반사경을 이용

하여 높은 광량의 빛을 발산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당 테스

트램프는 소형이면서도 고성능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림 2는 불꽃감지기를 나타낸 개략도이며, 1차 대형 반사

경, 2차 대형 반사경, 원뿔 형상의 소형 반사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뿔 소형 반사경을 사용한 기존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

의 성능 파악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광학계를 

지난 빛은 조사영역에 약 2.16°로 입사한다. 이때 1000 mm ×

1000 mm 조사영역에서는 732 lux의 최대 조도를 가지며 그

림 3과 같은 조도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테스트램프 광학계

를 통해 출사각이 작은 빛을 형성하여 원거리에서도 충분한 

광량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테스트램프가 불꽃으로 감지되기 위해서는 직경이 300 mm

인 영역 A에서 평균조도 280 lux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불꽃

감지기용 테스트램프 사양은 표 1과 같다. 

(a) (b)

Fig. 1. Halogen lamp. (a) Halogen lamp shape, (b) Wavelength band graph.

Fig. 2. Existing reflector shape for test lamp.

Fig. 3. Illuminance distribution of existing test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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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의 문제점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의 경우 일반적으로 광원에서 나오

는 빛의 발산각이 작을수록 광량이 크다는 특성에 의해 작은 

발산각의 빛을 조절하지 못할 시 큰 광량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6]. 실제로 335 lm의 광출력을 가지는 할로겐 광원에서 

0~25°의 발산각을 가지는 빛의 광량은 135 lm으로, 약 40%

에 해당한다. 때문에 광원 바로 앞에 위치하여 발산각이 작

은 광의 대부분을 제어하는 소형 반사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에서 소형 반사경의 유무에 대

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소형 반사경이 존재할 때의 최

대 조도는 732 lux, 소형 반사경 없이 1차 대형 반사경만 존재

할 때의 최대 조도는 291 lux 값을 가진다. 이를 통해 소형 반

사경이 목표 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테스트램프는 그림 2와 같이 원뿔 형상의 소형 반

사경을 가지는데, 이 소형 반사경의 움직임으로 인해 설계 

값과 측정 값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다. 이는 반사경의 수광

면이 원뿔 형태로 존재하여 작은 위치 변동에도 광경로가 크

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위치 고정이 어려운 테스트램

프의 소형 반사경 특성상, 원뿔 형태의 소형 반사경은 변화

하는 광경로를 제어하기 힘들어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표 2는 기존 원뿔 형태의 소형 반사경이 불확실

한 위치에 존재할 때, 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대 조도의 

값이 사양보다 낮으므로 기존의 테스트램프는 제작 시 오차 

영향이 크다. 따라서 틸트과 디센터 시에도 광량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곡면을 이용한 새로운 소형 반사경의 형

상 연구가 필요하다.

2.4. 제작 오차 영향이 적은 소형 반사경 

본 논문에서는 제작 시 오차 영향이 적은 새로운 소형 반

사경으로 구 형상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뿔 

형상 소형 반사경의 경우 틸트 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소

형 반사경에 입사하는 각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2차 대형 반사경에 입사하는 각도까지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8000 mm에 해당하는 조사거리에 광이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 4와 같은 구 형상은 틸트 시에도 

빛의 도달 부분 및 입사각이 변하지 않아 2차 대형 반사경으

로 진행하는 빛이 그대로 입사하게 되고, 먼 조사영역에서의 

감지가 가능하다.

더불어 원뿔 형상 소형 반사경의 경우, 디센터 시 빛의 입

사 각도는 달라지지 않지만 도달 부분이 달라지게 되어 해당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상쇄되지 못한다. 이는 곧 2차 대

형 반사경에 입사하는 빛의 초점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하

지만 구체의 형상을 사용할 경우 그림 5와 같이 디센터 발생 

시 빛의 도달 부분이 달라짐과 동시에 입사하는 각도 또한 

달라지게 되어 2차 대형 반사경 포물경 초점으로서의 위치 

변화가 상쇄되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틸트와 디센터 시에도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한 오차

가 적은 구 형상의 소형 반사경을 이용하여 테스트램프 광학

계를 설계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lamp for flame detector

Parameter Specification

Detecting distance 8000 mm

Average illuminance >280 lux

Maximum illuminance >650 lux

Table 2. Analysis of an inaccurately positioned existing reflector 

test lamp

Parameter Specification
Inaccurately positioned 

existing test lamp

Detecting distance 8000 mm 8000 mm

Average illuminance >280 lux 253 lux

Maximum illuminance >650 lux 627 lux

Fig. 4. Tilting spherical small size reflector.

Fig. 5. Decentering spherical small size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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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차 영향이 적은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 반사경 

설계

본 논문에서는 기존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의 소형 반사

경 고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 형상의 소형 

반사경을 선정하였고 1차, 2차 대형 반사경과 구체의 소형 

반사경 설계를 진행하였다.

2.5.1. 1차 대형 반사경 설계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 광학계는 먼 거리에서 충분한 광

량을 얻기 위해 평행광을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포물선 형

상을 이용한 반사경 설계를 통해, 광원을 초점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8000 mm 떨어진 조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다[7]. 식 (1)은 (p, 0)를 초점으로 하고 x = -p를 준선으로 하

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단 ≠  (1)

할로겐 램프는 광원 자체의 크기가 크고, 구동을 위한 PCB

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광원이 반사경 밖에 위치해야 한

다. 할로겐 램프 광원에 알맞은 PCB 기판을 사용할 경우, 광

원으로부터 17 mm 떨어진 지점에서 반지름 25 mm를 갖는 

원기둥 형태 안쪽으로 60°의 빛만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주

어진 거리에 맞게 초점거리 17 mm, 포물선 방정식 y2 = 68x

인 포물 반사경을 설계하였다[8]. 이러한 형태의 반사경은 1차 

대형 반사경으로,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스트램프 광학계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할로겐 램프가 1차 

대형 반사경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광원에서 0~60°로 발산

하는 빛만 진행이 가능하다. 더불어 발산각이 작은 빛을 수

용하기 위해서 반사경의 길이가 커져야 하므로 최적의 반사

경 길이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3에 따르면 광원에서 발산하는 빛의 각도가 작아질수록 

반사경 길이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휴대 가능한 크기의 소형화된 테스트램프를 설계하기 위

해서 적정 효율을 판별하여 반사경의 크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위 길이에 따른 효율이 40% 이상인 42~60°의 

빛만을 조절할 수 있도록 포물 반사경 길이를 16.50 mm로 

설계하였다. 이때 1000 mm × 1000 mm 조사영역에서는 291 

lux의 최대 조도를 가지며 그림 7과 같은 조도 분포를 보인다.

2.5.2. 구 소형 반사경과 2차 대형 반사경 설계

광학계 제작 시 오차 영향이 적은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

프를 설계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이 구체의 소형 반사경을 이

용하여 광학계를 구성하였다.

8000 mm의 조사거리까지 빛이 도달하기 위해서 출사각이 

작은 광학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형 반사경

에 반사된 빛을 제어하는 2차 대형 반사경은 포물선 형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2차 대형 반사경을 설계한 다음, 이

에 맞는 구 소형 반사경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6. 1st large size reflector shape with outside light source.

Table 3. Reflector length by emission angle and efficiency per 

range

Parabola reflector length Efficiency by range length

60~57°  7.19 mm 100%

57~54°  8.31 mm 86%

54~51°  9.70 mm 74%

51~48° 11.44 mm 62.7%

48~45° 13.65 mm 52.5%

45~42° 16.50 mm 43.5%

42~39° 20.26 mm 35.4%

39~36° 25.30 mm 28.3%

36~33° 32.24 mm 22.2%

33~30° 40.78 mm 17.6%

30~27° 57.76 mm 12.4%

27~24° 78.46 mm 9.1%

Fig. 7. Illuminance distribution of 1st large size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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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2차 대형 반사경은 식 (2)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 

9(a)의 그래프 형태를 보인다. 그림 9(b)는 반사경 곡면으로, 

fitted curve를 통해 포물선 형상을 구현하였다.

 




 (2)

광원에서 작은 각도로 발산한 빛은 소형 반사경을 통해 포

물선 형상의 2차 대형 반사경에 도달하게 되고, 출사각이 작

은 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원이 2차 대형 반사경의 초점

에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초점에 맞는 광원의 위치를 선

정하고 구 소형 반사경을 설계해야 한다. 그림 10은 2차 대

형 반사경에 맞는 구 소형 반사경의 그래프이다. 구 소형 반

사경의 곡률 반경은 약 24 mm로 초점의 위치에서 발산한 

광이 평행광으로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

구 소형 반사경을 사용한 테스트램프의 성능 파악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광학계를 지난 빛은 조사영역에 

Fig. 8. Spherical small size reflector layout.

(a) (b)

Fig. 9. 2nd large size reflector shape. (a) Parabolic equation, (b) Reflector designed with a fitted curve.

Fig. 10. 2nd large size reflector and spherical small size reflector.

Fig. 11. Illuminance distribution of test lamp using spherical small 

size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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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5°로 입사한다. 이 때 1000 mm × 1000 mm 조사영역

에서는 740 lux의 최대 조도를 가지며 그림 11과 같은 조도 

분포를 보인다. 이 때, 조도 분포는 1차 대형 반사경만을 사

용한 분포와 비슷하지만 더 높은 조도 값을 가진다. 

2.6. Lens 형태의 추가 설계

본 논문에서는 발산각이 작은 빛을 제어하여 평행광에 가까

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형 반사경을 설계하였다. 설계

된 소형 반사경의 형상을 분석한 결과 구 소형 반사경이 틸트

와 위치변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 소형 반사경을 제외하고, 또 다른 곡면 

형태의 광학계를 이용하여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기 위해 렌

즈 형태의 설계를 추가로 진행했다. 그림 12는 테스트램프의 

소형 반사경 대신 렌즈를 사용하여 추가로 설계한 광학계의 

레이아웃이다. 소형 반사경 자리에 렌즈를 사용하여 목표사

양에 도달할 수 있도록 렌즈의 곡률을 조정하며 설계하였다.

소형 반사경 대신 렌즈를 사용한 테스트램프의 시뮬레이션 

결과, 광학계를 지난 빛은 조사영역에 약 2.49°로 입사한다. 

이 때 1000 mm × 1000 mm 조사영역에서는 743 lux의 최대 

조도를 가지며 그림 13과 같은 조도 분포를 보인다. 렌즈 형

상의 경우 원뿔 형상의 소형 반사경보다 최대 조도 값이 높

지만, 상하로 빛이 퍼지는 형태의 조도 분포를 나타내어 실

제 틸트 및 디센터 시 손실되는 광량이 많다.

III. 설계 분석

3.1. 소형 반사경 설계 분석

제작 시 발생하는 공차를 고려하기 위해 설계한 반사경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가지 유형의 

소형 반사경과 1가지 유형의 렌즈를 이용해 설계한 불꽃감

지기용 테스트램프를 그림 14와 같이 정확한 위치, 알파 5° 

틸트, 위 5 mm 디센터, 옆 5 mm 디센터, 틸트와 디센터가 

복합된 형태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표 4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유형별 조도 값에 대한 데이터와 효율 오차이다[9].

표 5는 구 형태의 소형 반사경이 불확실한 위치에 존재할 

때, 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대 조도의 값이 사양보다 높

으므로 구 형태의 테스트램프는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로 

사용 가능하다.

그림 15는 알파 5° 틸트와 위 5 mm 디센터, 옆 5 mm 디

센터에 대한 소형 반사경의 조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원뿔 소형 반사경의 경우 약 85.66%의 효

율을 갖는다.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이는 구 소형 반사경의 경

우 약 96.35%의 효율로 약 3.65의 작은 오차를 갖는다.

구 형태의 소형 반사경을 가지는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

의 최대 조도값은 740 lux이다. 1차 대형 반사경만 존재하여 

발산각이 작은 빛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최대 조도값은 그

보다 약 61% 하락한 291 lux이다. 이는 테스트램프의 광량 

확보에 있어 소형 반사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꽃감지기 테스트램프의 반사경 제작 시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 영역에서 광학계가 이동했을 때 가장 높

은 효율을 보이는 형상을 선별하였다.

여러 소형 반사경 형상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은 

구 형상으로, 5% 이하의 광 손실률을 보인다. 이는 광학계 

Fig. 12. Optical system using lens layout of test lamp.

Fig. 13. Illuminance distribution of test lamp using lens.

(a) (b) (c) (d) (e)

Fig. 14. Small size reflector type of analysis. (a) Accurate position, (b) Alpha 5° tilt, (c) Up 5 mm decenter, (d) Side 5 mm decenter, (e) Tilt 

and d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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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 정확한 고정이 어려운 소형 반사경의 내부 흔들림 

발생 시에도 충분한 광량을 확보해 목표성능을 만족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구 형상은 다른 형상과는 달리 틸트 시에도 빛이 닿는 면

적의 곡률이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형 반사경의 틸트 

혹은 디센터가 일어날 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소형 반사경

에 입사하는 각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2차 대형 반사경에 입사하는 각도까지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평행광 형성에 어려움이 생긴다. 출사각이 작은 광을 형성하

여 8000 mm의 조사거리까지 빛을 전달해야 하는 테스트램

프로서 광량에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 

형태로 회전 시에도 입사각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

는 구 형상의 소형 반사경 설계를 통해 틸트 및 디센터 발생 

시 일어나는 광 손실량을 줄일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불꽃감지기용 테스트램프의 반사경 형상에 

대해 제작 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설계 방법 연구를 진행하

였다. 테스트램프는 실제 화재에 가까운 빛을 내기 위해 많

은 광량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광원에서 나오는 광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빛을 받는 소형 반사경의 경우, 틸트 및 디

센터에 대한 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설계 분석 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로겐 광원을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 

형상의 1차 대형 반사경을 이용하여 광원에서 42~60°로 발

산하는 빛이 평행으로 진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내부 소

형 반사경을 원뿔 형상이 아닌 구 형상을 가지도록 하여 틸

트와 디센터 발생 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를 진행하였고, 소형 반사경에 반사된 빛이 조사 영역에 출

사각이 작은 평행광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포물선 형상으

로 2차 대형 반사경을 설계하였다. 

또한 내부 소형 반사경을 원뿔 형상이 아닌 구 형상을 가

지도록 하여 틸트와 디센터 발생 시 5% 미만의 광 손실률을 

가지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기존 원뿔 형상의 소형 

반사경을 사용한 경우, 정확한 위치에서 732 lux의 최대 조

도를 갖지만 틸트와 디센터된 위치에서의 최대 조도는 627 

lux로 약 86%의 광량만 유지된다. 반면에 구 형상의 소형 반

사경을 사용한 경우, 정확한 위치에서 740 lux의 최대 조도를 

가지며 틸트와 디센터된 위치에서의 최대 조도는 713 lux로 

약 3.7%의 광 손실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사거리 8000 mm, 조사영역 1000 

mm × 1000 mm에 대하여 소형 반사경 알파 5° 틸트, Y-Z 축 

5 mm 디센터 시에도 최대 조도 650 lux 이상의 값을 만족하

도록 설계를 진행하였고, 설계 분석 결과에 따라 광학계 제

작 시에도 오차 영향이 적은 소형 반사경으로 구 형상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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